출생에서 일생의 마감까지의 의례
공자는 ‘문질빈빈(文質彬彬)’이라하여 사람의 진실된 마음은 예에 맞게 형
식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형식보다 중요하지만, 형식
을 잘 갖추었을 때 비로소 마음과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의례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때에 특별한 형식에 맞추어
하는 ‘예’를 말합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담아 가정과 사회에 필요한 의례를
간결하게 치를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의 틀을 구성하여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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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문화 보급

삶의 지혜, 존중과 배려
인간다운 삶의 성찰을 돕습니다.
인문교육원의 지도자들이 TFT를 구성하며, 교육의 목적과 참가자들의 특
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
기 위한 연구를 실시합니다.
인문학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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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는 1989년부터 ‘바른 인성함양’을 목표로 예절교육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절교육사업의 확대와 전문화 · 체계화를 위하여
2011년 ‘KACE 인문교육원’을 발족하였습니다.
인문교육원은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문학(고전), 역사, 철학, 예절, 다도,
음악 등 인문교육을 통해 인간이 아름다운 삶의 문양을 그리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문학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으로 확산함으로써 품격있는

인성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인문학당

KACE 인문교육원 소개

인문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매너교육

연구
개발

청소년 예절체험
프로그램

인문학 콘서트

인 문 교 육
새 생명을 축복하는 태교

사람과 사람, 존중과 배려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는 백일/돌

Guide
| 전화문의 및 교육신청 |

보람과 감사를 배우는 책례(책거리)

사랑과 존중으로 치르는 혼례

책임감과 자존감을 키우는 성년례

감사와 공경을 올리는 수연례

중앙

02-424-8377

서울

02-732-5560

서울2

02-2606-0042

서울3

02-2202-8377

인천

032-429-6250

고양

031-905-8377

구리

031-567-8377

남양주

031-567-8228

부천

032-614-8366

성남

031-707-8377

수원

031-224-4672

시흥

031-312-0966

안산

031-417-4453

안양

031-385-9841

용인

031-275-1785

의정부

031-879-0150

화성

031-357-1451

대전

1566-1322

서산

041-662-2727

천안

041-578-4448

청주

043-253-4494

강릉

033-646-3385

원주

033-732-3525

춘천

033-257-3737

경주

054-744-8377

구미

054-455-2579

대구

053-742-2076

부산

051-558-0012

울산

052-235-9911

광주

062-522-8301

전주

063-278-5906

제주

064-744-6026

인문교육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1-3 Tel 02-424-8377 Fax 02-424-8378 www.kace.or.kr

인문교육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문양을 그리며

| 주요사업 |

학교예절 명예교사 양성

인문교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 사업

의례문화 사업

시민 예절문화 보급 사업

인문교육컨설팅

차문화 축제 및 인문다도대회

예절교육기관 위탁운영
및 지도자 파견

티-아트(tea-art)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중과 배려를 싹 틔우는
품격있는 인문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인문교육원

어린이 · 청소년 인문교육

테마가 있는 인문교육

인문교육지도자 양성

인문문화 보급

| 청소년 창의 인문학당 |

| 꽃과 함께 손님맞이 |

| 예절명예교사 양성과정 |

| 차문화축제 및 인문다도 대회 |

문학(고전), 역사, 철학, 음악, 예절, 다도분야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창의 체험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자존감과 올바른 습관, 합리적 인
사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주도
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일을 이용한 꽃, 파티와 어울리는 꽃, 촛불
다화, 미니 정원 가꾸기, 때에 따른 모듬꽃 등
을 실습해 봄으로써 멋진 분위기 연출 노하우
를 배웁니다.

학부모가 예절교육의 이론과 실습을 익혀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생활태도가
변화하도록 학생들의 예절교육을 지도하는 명예교사 양성과정입니다.

대인관계, 예절, 인내심, 정신적 가치, 바른 자세, 스트레스 해소, 오감자극,
심신안정 등을 체험하고 익히는 ‘인문다도’ 교육. 이 과정을 수료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의 나눔과 화합을 표현하는 차문화 축제 및 인문다도대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역사

위인과 떠나는 역사여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 -원효
● 500년 앞을 본 리더십 -세종
● 역경 속에 피운 꽃 -정약용
●

철학

고전과 생각나누기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함께 하는 즐거움
● 표현의 행복
●
●

32개 전국협의회에서 활동 할 인문교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과 정 : 입문, 분야별 이론과 실습, 교수시연과정 등
● 활 동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

한국 전통문화를 교육하여 우리문화 우수성
과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논어
생각을 바꿔 볼까? -장자
● 나의 스토리는? -이솝우화
●
●

다도

차 한 잔의 행복

|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

| 지도자 양성과정 |

예절 지도자

국제차 품평사

예절

「성학십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다도 지도자

의례 코칭사

| 장금이교실 |

착한 마음은 하늘의 선물
● 자기관리는 바른 생활습관
● 하루를 잘 사는 지혜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수업으로
오감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프로그
램입니다.

●

음악

매너 코칭 지도자

● 대 상 :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가족

즐거움을 더해주는 음악
보이는 국악 이야기
들리는 국악 이야기
● 그림 속 국악 이야기

다화 지도자

| 티아트 Tea-art |
손님이 오면 사랑방에서 차를 대접했던 마음을 담아 차와 간단한 다식(양
갱, 귤정과, 견과강정 등)을 멋스럽게 담아내는 찻자리를 대행해드립니다.

인문 교육사

●
●

| 차가 있는 향기로운 삶 |

| 인문학 최고지도자 양성과정 |

한국차(잎차), 일본차(가루차), 중국차(발효
차), 영국차(홍차)를 배우며 향기로운 삶을 만
들어 갑니다.

문학(고전)과 역사, 철학과 음악(국악), 예절과 다도로 인간의 아름다운 패턴
을 찾아 행복을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 어린이 · 청소년 예절체험교실 |
청소년기에 형성해 나가는 내면의 힘을 전통놀이 및 전통문화 체험, 소
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으로 키워냅니다.
멋진 나 만들기

우리문화 알아보기

자아존중감 키우기

한국인의 정체성 갖기

전통 놀이

장금이 교실

글로벌 리더

놀이를 통한
문제해결력 키우기

전통 음식 만들기로 오감키우기

대인관계와 시민성 키우기

역사

역사 속에서 지혜를 배우다

다도

아름다운 향기를 담아내는 다례

철학

이솝우화, 공자, 장자, 노자의 철학을
통해 배우는 삶의 가치

예절

의례교육을 통한 품격있는 삶

문학
(고전)

고전을 통하여 인문학적 삶을
꿈꾸다

음악

음악의 즐거움, 삶의 풍요로움

| 취업을 위한 매너교육 |
매너교육을 통하여 자기관리 노하우를 습득하
고, 원활한 소통능력을 배양하여 성공적인 진
학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내 용 : 성공으로 가는 이미지, 신뢰감을 UP시키는

자세, 통(通)하는 대화 연출, 매력적인 용모 복장,
신뢰받는 면접, 비즈니스 테이블 매너, 자신감 있는
프리젠테이션, 마음을 나누는 경조사 등

*주요강사진 박재희, 김형철, 박성진, 임익권, 이거희 등

예절관 위탁 및 학교예절실 컨설팅
우리의 전통과 미풍양속을 이해하고 체득하여 국제화 시대에 맞는 밝고 건
강한 어린이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 또는 예절교육기관의 예절실
과 예절 프로그램을 컨설팅해 드립니다.

